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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
①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and International Interest Spillovers”
출처: FRB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
저자: Karlye Dilts Stedman(FRB of Kansas City)
【핵심내용】
ㅇ 자국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이 자국은 물론 타국
의 순수출, 차입비용, 투자심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본고에서는 통화정책의 해외 파급효과를 검증하되 미 연준 통화정책의 파급이 아니라
그동안 연구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ECB, 영란은행 및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미 국
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이하 GFC) 이전, 중, 이후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큰 폭으로 변화한
만큼 분석대상기간을 GFC 이전 시기(2004.9.4~2008.9.14일), 연준의 QE 시행 시기
*
(2008.11.25~2013.5.21일) 및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2013.5.22.~2017.12.15일)로 구분
* GFC 이전 시기에는 중앙은행들이 모두 긴축적 통화정책을, 연준의 QE 시행 시기에는 중앙은행들이
모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는 영란은행은 완화정도를 유
지하였으나 ECB와 일본은행은 완화정도를 확대하였음

ㅇ 분석 결과 ECB와 영란은행의 통화정책 충격(1 표준편차 크기)이 미 국채 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동 영향의 크기는 연준의 QE 시행 시기에 비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남
-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 중 ECB와 영란은행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으로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기준)이 5.0bp 하락하였는데 이는 연준 자신의 통화정책 충격으로 인상된
6.1bp의 상당 부분을 상쇄하는 수준
- 일본은행 통화정책 충격이 미 국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본고의 분석결과는 미국 경제도 여타 주요국 통화정책 충격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내외 통화정책 여건에 따라 동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
【분석방법론】 Empirical Analysis

금융통화
② “Monetary Policy in the Next Recession?”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365
저자: Stephen Cecchetti(Brandeis大), Michael Feroli(J.P. Morgan), Anil Kashyap(Chicago大),
Catherine Mann(Citi), Kermit Schoenholtz(New York大)
【핵심내용】
ㅇ 많은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경기침체 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ㅇ 본고에서는 주요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에서 시행되었던
새로운 통화정책(new monetary policy)이 각국의 금융상황지수(Financial Condition Index)에
미친 영향을 분석
- 새로운 통화정책으로는 시점조건부(date-contingent) 및 상황조건부(state-contingent)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완화, 보유채권 만기 확대(maturity extension), 마이너스 금리 등을 고려
- 각국의 금융여건은 글로벌 금융요인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 영향을
제거(control)한 후 새로운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
ㅇ 전반적으로 볼 때 새로운 통화정책들은 부정적 금융충격을 상쇄하기에는 다소 미흡
하다는 분석 결과가 도출
- 새로운 통화정책 시행 이후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완화된 경우는 표본의 약 24% 정
도로 정책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새로운 통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책의도와 반대로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긴축
(tightening)된 경우도 표본의 17%에 해당
ㅇ 새로운 통화정책 중 금융여건 개선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효과를 보인 것은 상황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인 것으로 추정
- 해당 정책을 수행한 6개 국가 중 3개 국가에서 금융여건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되어 정책 성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시점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경우 발표 이후 금융여건이 더욱 긴축되기도
했는데, 이는 포워드 가이던스의 효과가 지침의 특수성(specificity), 신뢰도 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
ㅇ 본고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은행은 향후 경기침체 대응에 있어 새로운
통화정책의 효과를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책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의 반응함수를 정비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힘쓰는 것이 중요
【분석방법론】 Surve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거시경제
③ “Has the Stock Market Become Less Representative of the Economy?”
출처: NBER, Working Paper No. 27942
저자: Frederik P. Schlingemann(Pittsburgh大), René M. Stulz(Ohio State大)
【핵심내용】
ㅇ 코로나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NASDAQ, S&P500
등 주가는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간 괴리 현상이 부각
- 닷컴 버블로 불리는 2000년대에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주가와 실물 경제간 괴리현상을 분석할 필요
ㅇ 본 연구는 기업별, 산업별 데이터를 통해 주가와 실물 지표(고용, GDP)간 괴리가 심화
된 정도를 분석했으며 산업구조 변화의 측면에서 원인을 제시
- 개별 기업, 산업의 시가총액과 고용, 부가가치간 괴리도를 도출하고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동 지표의 추이와 핵심 동인을 분석
ㅇ 고용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시가총액과의 괴리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시가
총액의 변동중 고용으로 설명되는 부문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전체 상장된 기업 대비 개별기업의 시가총액 비중과 고용 비중간 차이(절대값)의 합으로 도출

- 괴리도는 2000년대 초반과 2019년에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시가총액 변동중
고용에 기인한 부문도 1970년대에는 50%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0% 수준을 나타냄
ㅇ 개별기업의 시가총액과 부가가치간 괴리도도 2000년대 초반 고점을 달성한 이후 감
소세를 보이다 최근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냄
- 반면, 고용의 경우 분석초기(1970년대)보다 최근(2010년 후반)에 괴리도가 높았으나 부
가가치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도출됨
ㅇ 또한, 주식시장이 고평가*될수록 시가총액과 실물지표간 괴리가 심화
* 괴리도를 종속변수로 Shiller(2000)의 CAPE 비율(순환조정된 PER) 등을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

- 주식시장 고평가시 특정 부문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해당 부문의 주가가 고용, 부가가치에 비해 급증
ㅇ 산업별 분석 결과,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전체 기업 대비 상장기업의
비율이 감소하여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제시
- 제조업은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상장(listing)할 유인이 높은 반면, 서비스업
은 상대적으로 상장할 유인이 낮음
ㅇ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분석하여 후행 연구와
관련 당국의 주식시장 모니터링시 참고자료를 제공
【분석방법론】 Regression Analysis

거시경제
④ “Growth Factors in Developed Countries: A 1960-2019 Growth Accounting

Decomposition”
출처: Banque de France, Working Paper No. 783.
저자: Gilbert Cette(Banque de France), Aurélien Devillard(AMSE), Vincenzo Spiezia
(Banque de France)

【핵심내용】
ㅇ 정보통신기술(ICT)과 로봇 도입 등 디지털 혁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선진
국을 중심으로 생산성 둔화 현상이 목격됨(productivity paradox)
ㅇ 본 연구는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에 대한 ICT와
로봇의 기여도를 분해하고, 최근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 원인을 분석*
* 분석기간은 1960~2019년이며, 30개 선진국의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

- 노동생산성 결정요인인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장비율(capital deepening)을 ICT와 로봇,
기타부문(비ICT, 비로봇 부문) 등으로 분해하여 생산성 기여도를 분석
ㅇ 분석 결과, 노동생산성 성장은 주로 ①총요소생산성과 ②기타부문 자본장비율, ③교육
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ICT 자본의 생산성 기여도는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로봇의 생산성 기여도는 각국의
로봇화(robotization) 수준과 시기에 따라 상이*
* 1975~1995년에는 로봇화 수준이 가장 높았던 일본과 독일, 1995~2005년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에서 로봇이 생산성에 유의한 기여를 하였으나, 이들 국가도 대부분 기타부문이 생산성 성장을 견인

ㅇ 최근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 현상은 주로 기타요인의 ①총요소생산성 하락과 ②자본장
비율의 하락에서 비롯
- 이는 교육*을 제외한 기존의 성장 잠재력이 상당 부분 소진(exhaustion)되었음을 의미
* 교육에 의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분석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ㅇ 현재로서는 ICT와 로봇 도입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디지털 혁명의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수년 후 생산성 회복(productivity revival)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
- 기술 혁신이 생산성 증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최근의 생산성 정체는
신기술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Van Ark(2016) 등)
ㅇ 본 연구는 국가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선진국의 생산성 둔화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 됨에 따라 생산성 역설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시
- 특히, 원활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생산·경영방식 변화, 제도개선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분석방법론】 Growth Accounting

미시제도
⑤ “Anatomy

of

Corporate

Credit

Spreads:

The

Great

Recession

vs.

COVID-19”
출처: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Working Paper No. 2020-035A
저자: Mahdi Ebsim, Miguel Faria e Castro, Julian Kozlowski(FRB of St.Louis)
【핵심내용】
ㅇ 본 논문은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와 2020년 코로나19 기간 중 미국 기업의
신용 스프레드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2002~2020년 주별(weekly) 신용 스프레드 패
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ㅇ 대침체와 코로나19 기간 모두 위기 발생 초기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300bp 정도 급
등하였으나, 이후 진정 양상을 보면 대침체 기간에는 스프레드가 더디게 내려갔지만
코로나19 기간에는 스프레드가 빠르게 하락하는 차이를 보임
ㅇ 신용 스프레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차이는 대침체와 코로가19 기
간 중 신용 스프레드 변동의 주요 원인이 상이한데 일정 부분 기인
-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대침체 때는 기업의 전체적 채무 지급능력이, 코로나19 때
는 기업의 유동성이 신용 스프레드 변동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 기업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레버리지비율*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경우 신용스
프레드는 대침체 때는 137bp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때는 45bp 증가에 그침
*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동 비율이 높을수록 지급능력이 낮아짐

- 반면, 기업의 유동성 조달능력을 나타내는 순유동자산비율*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
할 경우 신용 스프레드는 대침체 때에는 1bp 낮아졌지만 코로나19 때에는 56bp
하락
* 순유동자산(=유동자산-유동부채)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며, 동 비율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높음

- 위기 이후 정부나 금융당국의 확장적 정책은 기업의 유동성 개선에는 효과적이나
기업의 지급능력 제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용 스프레드 상승의 주요 원인이 지급능력 저하에 있던 대침체 기간보다 유동성
부족에 있던 코로나 기간에 확장적 정책의 스프레드 안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ㅇ 이러한 결과는 확장적 정책의 금융시장 안정 효과가 위기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기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분석방법론】 Panel Data Analysis

미시제도
⑥ “A Theory of Voluntary Testing and Self-isolation in an Ongoing

Pandemic”
출처: NBER, Working Papers No. 27941
저자: Thomas F. Hellmann(Oxford大), Veikko Thiele(Queen’s大)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자가진단 키트 도입 시 경제주체의 행동 양식, 감염
률, 사회 후생의 변화 등을 파악하여 자가진단 키트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
- 본인의 감염 여부를 모르는 경제주체는 자가진단 검사* 및 외출의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검사 여부와 외출 여부를 결정
* 일정 비용을 부담하면 각 가정에서 자가진단 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지만, 검사
결과가 부정확하여 일정 확률로 가짜 양성과 가짜 음성이 발생

- 외출의 편익(경제활동 등)은 경제주체마다 서로 다르나, 외출의 비용(감염률, 감염 시 건강
악화로 인한 비용)은 모두 동일
ㅇ 분석 결과, 자기진단 검사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져도 자가진단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사회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진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외출을 선택하거나, 항상 자택에 머무는 두 타입
만이 존재하였으나 자가진단이 가능해지면 경제주체 중 일부는 자가진단을 수행하
고 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만 외출을 선택
- 따라서, 검사 결과에 오류가 다소 있더라도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제주체는 자택에
머물고, 음성인 경제주체는 외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감
염률은 하락*하게 됨
* 검사비용이 낮을수록, 검사의 정확도가 높을수록(가짜 양성과 가짜 음성이 발생할 확률이 낮을수록)
자가진단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는 늘어나고, 감염률 역시 낮아짐

- 자가진단의 도입은 감염이 되었으나 외출을 했었던 경제주체, 감염이 되지 않았으
나 집에서 머문 경제주체의 선택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감염률을 낮
춤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에 기여
ㅇ 이러한 후생 증대 효과는 검사의 정확도가 높고 검사비용이 낮을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및 가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가진단의 검사 정확도
와 도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분석방법론】 SIR Model

국제경제
⑦ “Firm-specific Shocks and Contagion: Are Banks Special?”
출처: ECB, Working Paper WP 2481
저자: Hannah Katharina Engljähringer, Livio Stracca(ECB)
【핵심내용】
ㅇ 본고는 특정 기업에서 발생한 개별(idiosyncratic) 충격이 해당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이(spillover)효과가 비금융산업에 비해 은행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
- 은행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상호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기업이 외부 충격에
노출되는 경우 동 효과가 여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전이된다는 견해가 일반적
ㅇ 2000~2019년에 걸친 31개 글로벌 은행 및 13개 자동차 제조기업(비금융기업의 대표 사례)
에 발생한 개별 충격을 식별하고, 동 충격이 개별 기업 및 동종 산업 내 여타 기업의
주가, CDS 스프레드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
- 분석대상 기업의 일별 주가수익 데이터에서 글로벌 요인, 시장 공통요인 등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시기에 해당 기업에 대한 개별 충격이 발생
하는 것으로 간주
ㅇ 기업에 대한 개별 충격*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충격은 해당
기업의 시장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은행 산업에서 82개, 자동차 산업에서 52개의 개별적 충격을 식별

- 예를 들어, 음(-)의 개별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충격에 노출된 기업의 주가는
유의하게 하락하고, CDS 스프레드 및 도산 확률은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편, 개별 충격의 산업 내 전이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예상과 달리 은행 산업의
전이효과가 자동차 산업의 전이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음(-)의 개별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자동차 산업의 전이효과가 은행 산업의
전이효과에 비해 다소 크게 나타남
- 전반적인 전이효과는 양 산업 모두에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은행 산업의 높은 상호연계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발생한
충격이 동종 산업 내 여타 기업으로 전이되는 정도는 비금융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 다만, 본 연구는 주가 데이터에서 식별된 충격에 대한 분석으로서 유동성 또는 신용
위험 충격의 전이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
【분석방법론】 Fixed Effect Panel Regression

국제경제
⑧ “The Dynamic Impact of Exporting on Firm R&D Investment”
출처: CEPR, Discussion Paper 15369
저자: Florin G. Maican(Gothenburg大), Matilda Orth(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Mark J. Roberts(Pennsylvania State大), Van Anh Vuong(Maastricht大)
【핵심내용】
ㅇ 본고는 수출 정책이 기업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 구조 모형(dynamic
structural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ㅇ 2003~2010년 기간 중 스웨덴 제조업체의 내수, 수출액, 생산비용 및 R&D 투자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 분석대상 기업을 총 12개 세부 산업으로 구분하고 R&D 집약도* 기준에 따라 6개 산
업은 첨단기술(high-tech) 산업으로, 나머지 6개 산업은 저기술(low-tech) 산업으로 분류
* 해당 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R&D 투자 지출액을 의미

ㅇ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수출 제한 조치는 R&D 투자 수준 및 기대 수익률을 낮추어 무
역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제조업 수출품에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할 경우 평균적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R&D 기대 순이익은 32.2%, 저기술 산업의 R&D 기대 순이익은 30.4% 감소할 것으
로 예상
- R&D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첨단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의 R&D 투자
지출이 각각 13.9% 및 8.9% 감소
ㅇ 첨단기술 산업의 R&D 투자가 무역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이유는 수출에 대한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산업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53%로 저기술 산업
(47.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첨단기술 산업의 R&D 투자가 무역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음
ㅇ 본고의 분석 결과는 수출 시장이 기업의 R&D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의 주요 원천이므
로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수출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기술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혁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역 정책이 수출 산
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
【분석방법론】 Dynamic Structural Model

동북아경제
⑨ “The Challenge of Corruption Control in a Post-Unification Korea :
Lessons from Germany and the Former Soviet Bloc”
출처: Development Studies Series
저자: Changyong Choi(KDI), Balazs Szalontai(고려大)
【핵심내용】
ㅇ 향후 갑작스런 남북 경제 통합이 발생할 경우 남한 주도의 정치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중 부패 문제를 눈여겨볼 필요
- 동독은 갑작스런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행으로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
되자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가 커졌으며 정치적 극단주의가 득세하는 부작용이 발생
- 특히 남북 통합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만연한 뇌물 문화가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해야 함
ㅇ 북한에서 뇌물 등 지하경제가 확대된 배경에는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자리잡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구조가 특이하고 권력과 부가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
- 북한은 법체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위직
관료의 재량권이 넓으며, 사적 편익을 수취하는 대가로 혜택을 주는 경우가 빈번
-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소득세 및 간접세가 없어 국영기업 수입이 정부재정의 주요
원천이며, 고난의 행군 이후 국영기업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지하경제가 확대
- 무엇보다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시기를 거쳐오며 성립된 자본가 계층이 권력과 결
탁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ㅇ 체제 전환기의 동부유럽의 사례를 보면 뇌물문화는 경제발전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
라 체제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뇌물 제공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가 반영되고 이동의 자유가 증가하는 등의 일부 이
점이 존재하지만, 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장기성장을 저해
- 독일 통일을 전후하여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을 담당한 신탁관리청에서 사적
이익 추구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동유럽 국가들은 EU 가입을 전후로 사회체제 변화를 맞이하였으나 부패관리지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ㅇ 향후 북한과의 경제 통합시에는 북한이 보유한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련된 사적 이익
추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 소비에트 블록 붕괴 이후 독립한 천연자원 부국들은 경제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부패도가 올라가는 ‘천연자원의 저주’ 현상을 겪음

기타주제
⑩ “The Stock Market–Real Economy "Disconnect": A Closer Look”
출처: FEDS Notes
저자: Andrew Chen, Markus Ibert, Francisco Vazquez-Grande(Federal Reserve Board)
【핵심내용】
ㅇ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주식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 현상을 분석
-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주가지수는 기록적
인 반등*을 보인 반면, 실물경제의 침체는 여전한 상태
* S&P 500 지수는 2020년 2월 3,386p 수준에서 팬데믹 선언 후인 3월 23일 2,237p까지 하락한 뒤 9
월 초 3,580p 수준으로 반등

ㅇ S&P 500 배당 선물 계약을 통해 분석한 결과, 먼 미래의 배당 상승이 주가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1~2년 만기, 3~5년 만기 배당 선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가격은 여전히 2월보
다 15~20%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단기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
- 반면 6년 이상 만기 배당 선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가격은 2월보다 6.5% 높
은 수준까지 반등하여 S&P 500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일반적으로 향후 5년간 배당은 S&P 500 지수의 10%를, 6년 이후의 배당은 동 지
수의 90%를 설명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배당 상승이 주가 반등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음
ㅇ 주식들을 현금흐름 발생 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먼 미래의 배당
상승이 주가지수 반등을 주도하였음을 확인
- 과거 5년간 평균 주가배당률(price-dividend ratios)이 40을 넘는 주식*들의 가격은 2월
수준을 상회할 만큼 반등한 반면, 40 이하의 주식들은 여전히 10% 정도 낮은 상태
* 주가배당률(주가/배당금)이 높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작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식
가치의 대부분은 먼 미래의 현금흐름으로부터 발생

- IT 및 FAANG(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등 대부분의 배당이 먼 미래
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들의 가격은 2월 수준을 상회하였으나, 이외의 주
식들은 2월 수준을 하회
- 재무상태표상의 현금흐름으로 추정한 듀레이션(투자자금의 평균 회수기간)이 높은 주식
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일수록 반등폭이 크게 나타남
- Eurostoxx 50, FTSE 100, Nikkei 225 등 세계 주요 지수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평균 주가배당률이 높은 지수일수록 반등폭이 크게 나타남
ㅇ 본 연구는 주식시장의 단기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은 실물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으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기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주가지수가 반등할 수 있음을
보여줌
【분석방법론】 Data Analysis

